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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도서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4월 12일을 도서 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 주

간으로 하게 된 것과 련해 196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 국내외 도서 주간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 을 바탕으로 도서 주간

의 효율성 있는 운 방식, 로그램 구성의 변화, 홍보 략의 다각화 세 가지 을 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도서 주간을 활성화하기 해 온․오 라인 랫폼 구축, 명  홍보 사 활용 등 다양한 행사 운 방법 제시, 

이색 인 기념행사, 국 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 시행될 도서 의 날  도서 주간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decision to designate April 12 as the Library Day and the week from 

that day as the Library Week starting in 2023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Libraries 

Act, suggests ways how the Library Week could be activation pl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eaning 

and history of the Library Week which started in 1964 and cases of the use of library week at home 

and abroad. The uses of library week at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Library Week, were made in terms of three aspects - efficient 

methods for using the Library Week, changes in programs, diversification of promotional strategies. 

This paper suggests in order to promote the Library Week, various ways of running events,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honorary ambassadors, unique commemorative events, national campaigns, 

archiving and all-year-round promotional channels and system are needed.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promoting the Library Day and Library Week that will start in 2023. 

키워드: 도서 주간, 도서 법, 도서 의 날, 도서  마  

Library week, Library act, Library Day, Librar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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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디지털 시 로의 환과 코로나19 등으

로 도서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향으

로 도서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으며1) 도서

을 우회하는 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도서 들도 시 의 변화

와 요구, 각종 정보매체의 변화 등에 극 응

하면서 이용자들의 지식과 정보 욕구를 해소하

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나 여 히 도서 의 가치와 가능성 등에 한 

사회의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제 도서 들도 극 으로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를 포함해 도서 에 한 극 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즉, 도서 의 사회  존

재 이유와 가치,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에 한 다양한 정보 등을 알림으로써 시민들

의 도서  이용 확 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에서 도서 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

 이용을 진 시킬 수 있는 도서 주간을 더

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침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도서 법｣ 부개정법률에 의

미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42조(도서 의 

날)인데 1항에서 도서 에 한 국민의 이해와 

심을 높이고 이용을 진하기 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 의 날로 정하며, 도서 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  주간으로 한다.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의 날 취지에 합한 기

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항은 제2항에 따른 도

서 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도서 주간은 한국도서 회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 들과 함께 

진행해 온 표 인 도서  로그램의 하나다. 

한국도서 회는 도서 주간 표어를 선정하

고, 포스터와 표어를 국도서 에 배포해 도

서 주간을 홍보하는 일에 힘썼으며 국 도서

들은 도서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을 한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 주간 행사는 많은 종류

의 도서 들  공공도서  주로 진행되어왔

고 국의 도서 들이 같은 기간에 행사를 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내용이 잘 공

유되지 않으며 도서 주간 행사를 한 지원과 

산 등이 풍부한 편이 아니다 보니 부분 일

회성 행사 주로 기획되고 극 인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상황도 도서 주

간 행사 활성화를 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러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오랜 기간 

매년 진행되어 온 도서 주간 행사가 2021년 

12월 ｢도서 법｣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도

서 의 날” 신설로 향후 새롭게 진행되는 만큼 

도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 과 사서

 1) 문화체육 부가 조사한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다르면 도서  이용률은 성인의 경우 16.9%, 학생은 46.0%

로 2019년 조사에서의 각각 23.9%, 60.8%에서 7%포인트와 14.8%포인트가 감소했다.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성인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일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집에서 멀다”를, 학생은 “책을 잘 읽지 않는

다, 집에서 멀다, 공부로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했다(문화체육 부, (재)한국출 연구소, 2021, 

16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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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거듭나

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시사 을 도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도서 법｣ 개정에 따른 도

서 의 날 신설과 법정 도서 주간 활성화 방

안을 도출하기 해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외 도서 주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연구방법  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분석 방법으로 도서 주간에 한 문헌들을 총

체 으로 수집  분석했다. 도서 주간의 의

미와 역사,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문헌을 수집  분석하 다. 도서 주간과 

련한 국내외 논문이나 보고서는 거의 없어 주

로 잡지기사, 신문기사, 웹사이트 자료 등을 수

집하여 분석하 다. 이후 조사․분석한 문헌연

연구의 필요성 기반 연구목적 설정

∙도서 의 날 신설과 법정 도서 주간 활성
화 방안 

∙도서 의 날  도서 주간에 한 인식 
 참여도 제고

문헌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레조사 문헌 및 사례분석기반 시사점 도출

∙도서 주간의 의미와 역사를 살
펴볼 수 있는 각종 문헌 수집  
분석

∙도서 주간과 련한 국내 논문
이나 보고서는 거의 없어 주로 잡
지기사, 신문기사, 웹사이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도서 주간의 국내외 사례를 조
사․정리하고 비교하여 집
으로 분석

∙도서 주간과 련한 잡지기사, 
신문기사, 웹사이트 자료 등을 수
집하여 분석

∙문헌분석  각종 사례분석을 기
반으로 종합분석  시사 도출

∙국내외 도서 주간 비교

결론 및 제언

∙도서 주간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제안
∙운 주체  운 방식, 로그램 구성, 홍보 
부분 세 가지를 심으로 활성화 방안제시

<그림 1> 연구 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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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 다. 지 까지 악한 바로는 도서 주간과 

련한 국내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본 

연구자의 논문이 도서 주간과 련한 기  연

구 논문  하나이며, 향후 련 연구가 더욱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의 주제에 합한 도서 주간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악되어 

본 연구에서는 도서 주간의 의의와 역사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 주간’은 도서 의 설립  도서  이

용자의 증 , 도서 의 요성에 한  국민

의 인식 제고, 도서 사  로그램에 한 

홍보 등을 하여 한국도서 회가 1964년에 

설정한 주간을 말하며, 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이다(한국도서

회, 2010). 

1964년에 시작된 ‘도서 주간’은 1967년 

통령  국회의원 선거로 1회 미개최된 것을 제

외하고는 매해 꾸 히 실시되어 2022년에 58회 

맞이하 으며, 그동안 국의 도서 들에서 다

양한 행사가 진행되어왔다. 

도서 주간의 역사  배경은 한국도서

회 기 지 <도 월보>등의 기사 등을 참고해 살

펴볼 수가 있다.

1960년 <도 월보> 4월호(제4권 제1호)에 

‘미국의 도서 주간(National Library Week)’

이라는 제목의 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1958년 4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도서

회와 미국도서 원회가  국민 독서운동

을 개했고, 1960년 제3회 행사는 ‘신비의 새 

세계를 열어라(Open Wonderful New World)’

라는 주제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도

서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

시 우리나라의 독서주간과 동일한 행사로 향후 

우리나라 독서운동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어 미국의 도서 주간을 소개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주

간이라는 행사가 1949년부터 한국도서 회

에 의해 제정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

이다.2) 

1960년 당시 우리나라 도서 계는 주한 미

군도서 의 도서 주간 행사를 참고하고 한국

과 미국 사서들의 도서  상호 방문 로그램

을 실시한 바 있다. 한 그 1년 인 1959년에

는 미국 도서 주간 기간 에 당시 피바디사

범 학 교육사 단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하

고 있던 스와이거(Ethel Swiger) 여사가 도서

주간 표어 던 ‘Wake Up and Read!’라는 

제목으로 미국문화원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2) 독서주간은 한국도서 회가 주도하면서 한출 문화 회 등 련단체 등과 함께 추진해 온 독서생활화 로

그램이었다. 1995년 새로 제정된 ｢도서   독서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독서의 달’로 확  개편되면서 독서주

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이용남은 이러한 변화에 해서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친숙한 이름이 

보다 큰 모습의 새로운 이름으로 바 는 시 에서 되돌아보니, 비록 발 인 확  개편 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서

으로 아쉬운 감이 들고, 그동안 우리들이 무 안이하게 타성에 젖어 독서주간을 형식 으로 넘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됨은 도서 인의 공통된 느낌일 것이다. 마치 국민학교 졸업 후 상 학교 진학을 앞둔 소년이 

앞날에 설 임도 느끼지만, 지난날의 면면에 아쉬움과 섭섭함을 지울 수 없는 느낌과 같다는 생각이다.”라는 소

회를 남기기도 했다(이용남, 19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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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서 주간에 

해 심을 갖고 참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독서주간을 정해 매년 행사를 진

행하면서도 도서 과 독서에 한 사회  인식 

개선을 추구하던 때라 미국의 도서 주간에 

한 심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런 역사  배경을 계기로 1964년 <도 월

보> 1․2월호(제5권 제1호) ‘도 소식’ 코 에 

처음으로 ‘도서 주간설정 취지문’과 ‘도서 주

간 행사실행계획(안)’, ‘도서 주간 포스타 상

모집’ 공고문을 수록했다. 

1964년 <도 월보> 4월호(제5권 제3호)에 게

재된 내용을 살피면 제1회 도서 주간은 첫 번

째 행사인 만큼 한국도서 회도 많은 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앙방송국 좌담회, 동아방

송국, 문화방송국에서 도서 주간 홍보 방송, 

국공공도서 장회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

사가 마련된 것을 보면 방송, 언론 등에서도 많

은 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 주간은 국민들에게 도서 의 

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해 1964년부터 

국도서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온 도

서 의 요한 행사  하나이다. 2022년에도 

“도서 , 책과 당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국

의 도서 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3. 국내외 도서 주간 사례 분석 

3.1 국내사례

1964년에 시작된 도서 주간은 1967년 통

령  국회의원 선거로 미개최된 것을 제외하

고는 매년 꾸 히 실시되어 국도서 을 심

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도서 회

에서 매년 각 도서 에 배포하는 공문  도서

주간 행사 계획서(안)에 따르면 도서 주간

에는 국의 도서 별로 도서 주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표 1> 참조)로 도서  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 회, 모범이용자 표창, 이용자

와의 만남, 각종 시회, 강연회, 화감상회, 도

서 음악회, 낭독회, 인형극, 도서물물교환 장터 

운 , 과월호 잡지 무료 배포, 책 만들기, 도서

이용 수기, 독서사진 공모, 도서  홍보 SNS 활

용 이벤트, 한 책 릴 이, 도서 보물찾기, 어린

이 1일 사서체험, 지역도서  지도 제작, 각종 

책 목록 제작,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한 행

사 마련,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념행사 

등 각 도서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별한 

로그램을 자체 으로 기획․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의 제57회 도서 주간 행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990개 행사 로그램 계획이 제

출되었는데 그  공공도서 이 983개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행사의 종류는 강연 347개, 

공연 29개, 이벤트 249개, 시  체험 288개, 

공모 3개 등 분야별로 다양한 행사를 방역지침

을 수하면서 온라인방식 는 참여 인원을 최

소화하여 오 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2021년에는 ｢도서 법｣ 부개정법률

(안) 통과를 앞두었던 때라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한국도서 회가 력방

식으로 도서 주간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도서

주간 조직 원회를 구성하고 도서 주간 기

념행사를 마련했으며 별도 제작된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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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행사: 강연회, 시회, 북콘서트 등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한 행사: 책 읽기를 통한 장애 체험, 장애우 도서  나들이, 다문화 가족 앨범 만들기

∙도서  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 회: 독서퀴즈 회, 도서  소개 회, 도서  삼행시 짓기 회, 독후감 회

∙분야별 우수 이용자(아동,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자원활동가, 모범 직원 표창

∙이용자와의 만남: 도서 장, 직원과 이용자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 이용자들의 도서  인식 조사, 도서  이용자와 

직원들의 친선 운동회

∙각종 시회: 독서포스터, 그림책, 원화 시 등

∙강연회: 작가, 과학자, 음악가 등

∙특별순회문고, 이동도서  연장운행

∙ 화 감상회, 도서  음악회, 낭독회, 인형극 등

∙장서기증운동, 도서 물물교환 장터 운 , 과월호 잡지 무료배포

∙책 만들기, 내손으로 우리할머니 큰 책 만들기, 서평나무 만들기 

∙도서  이용 수기, 도서 에 소원 말하기, 독서(도서 )사진 공모

∙ 손도서 시회

∙도서 주간에 회원 가입한 신규회원 기념품 증정

∙한 책 릴 이, 어린이 1일 사서체험, 도서  보물찾기

∙지역 도서  연계: 지역도서  지도 제작, 각종 책 목록 제작

∙기타: 에 시된 행사 외에도 도서 에서 자체 으로 개발, 실시하도록 유도

<표 1> 도서 주간 주요 로그램(한국도서 회, 2019; 2021)

통해 도서 별 도서 주간 행사 계획  결과보

고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

해 도서 주간 로그램 지도, 도서 주간 소식

이나 련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SNS와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한 도서 주간 홍보를 함께 진행

하기도 했다. 

2022년에도 2021년과 비슷하게 도서 들의 

자발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공식 포스터  

표어 배포, 홈페이지 운 , 언론홍보, SNS 홍보 

 이벤트, 도서 의 날 기념 공식 행사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도서 주간은 운 을 한 홍보 산 

등의 부족으로 국도서 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기간  한국

도서 회는 행사주제  표어, 포스터를 선

정․배포하고, 실질 인 활동은 개별도서 의 

자발 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도서 주간 기

념행사 등 국민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한 기

존 도서 주간 행사가 공공도서  주로 이루

어져 학․학교․ 문도서  등의 참여가 조

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년과 다른 형태로 

도서 주간 홍보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내실 있는 다양한 종의 

참여 유도, 국민 참여 확산 등을 해서는 더

욱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3.2 해외사례 

3.2.1 미국 

미국의 도서 주간(National Library Week)

은 미국도서 회(ALA)와 미국출 회

(AAP)가 1954년 국도서 원회를 함께 구

성하면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58년부터는 

미국도서 회 주 으로 매년 4월 둘째주 일

요일에서 토요일로 도서 주간이 정해졌다. 도

서  이용과 지원을 확 하기 해 시작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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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공, 학, 문, 학교도서  등 모든 종

을 상으로 진행한다. 한 2003년부터 매년 

도서 주간의 화요일을 도서  노동자의 날

(National Library Workers Day)로 정해 도

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를 진행한다. 2010년부터는 도서 주간의 수

요일은 ‘도서  아웃리치 서비스의 날’(National 

Library Outreach Day, formerly National 

Bookmobile Day)로 정하고 미국 역의 이동

도서 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기억하고, 장에

서 헌신 으로 노력하는 도서  문가들을 기

념하는 행사를 한다. 도서 주간의 목요일은 

청소년 문학의 날로 정해 청소년 문학 장르를 

에게 알리기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에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도서 과 연

결”이라는 주제로 도서 주간 행사가 진행되며 

여러 에미상 후보와 스피리트 상을 수상한 여배우

이자 코미디어인 몰리 샤논(Molly Shannon)이 

명 의장으로 활동한다. 도서 은 책 이외에 

미디어, 로그램, 아이디어 등과의 연결  기

회를 제공하기에 도서 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한다는 요한 의미로 이번 도서 주

간의 주제를 선정했다. 4월 7일(수)은 도서  

행동의 날(Take Action for Libraries Day)로 

정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결정자나 담당자에게 

도서 을 한 구체 인 행동을 구하는 활동

을 한다. 

3.2.2 국 

국은 도서 의 날(National Libraries Day) 

행사가 있는데 2011년 Save Our Libraries Day3)

의 성공을 발 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도

서 의 날(National Libraries Da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서 의 날 행사는 도서 인과 정

보 문가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한 날로 도서

 직원  정보 문가들에게 이용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서 의 요

성을 알리기 해 시작되었다. 도서 의 날 후

로 국 역의 도서 에서 일주일 동안 련 행

사가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서   행사

정보를 구 맵과 연동해 제공하고 있으며 릴

이 독서 행사, 책 등장인물 코스  경연 회, 

런던 도서  역사 투어, 지역 작가 청 강연, 해

리포터 련 퀴즈 회, 고로 자신만의 도서  

만들기, 셰익스피어 모노드라마와 강연, 도서  

보물찾기 등 국 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다. 도서 의 날 진행 실무 원회는 국도서

정보 문가 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독서연

맹(Reading Agency), 학교도서 회(School 

Library Association), 도서 장 회(Society of 

Chief Librarians)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진행한 여러 행사  2019년부터 진

행한 #Library5 캠페인 행사가 주목할만하다. 

요일별로 테마나 주제를 정해 주제와 련된 뉴

스나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 2021년은 첫째 날 독서, 둘째 날 은 

세 를 한 서비스, 셋째 날 디지털도서 , 넷

째 날 독서 챔피언, 다섯째 날 도서 의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진행 다. 

2022년에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도서

주간이 개최된다. 국도서 정보 문가 회는 

 3) 산삭감으로 인해 폐쇄 기에 처한 400개 이상의 도서 에서 도서 을 지키기 한 규모 행사를 진행. 낭독회, 

작가 행사 등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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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esweek’, ‘#LibrariesWeek’ 등을 통

해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했다. 각 도서 들의 도서 주간 비에 

도움을 주기 해 ‘2022 캠페인 시작하기 가이

드’를 운 하고 여기에서 유용한 템 릿, 이벤

트  활동 계획, 마 , 언론 보도 등에 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 주간 비

를 한 계획 세우기, 마 , 정치인  의사 

결정권자들의 참여 유도, 언론보도 방법, 행사 

평가 등의 각종 템 릿과 정보, 비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도서 주간 행사를 비

하는 국의 도서 들에 실무 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2.3 독일 

독일은 1995년부터 매년 10월 24일 ‘도서 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도서 의 날은 1828년 10

월 24일 작센주 하인에 독일 최 의 공공도서

을 설립한 날이기도 하다. 도서 의 날에는 지식

의 장고이자 정보의 매개체, 문화기 으로서의 

도서 의 역할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

가 진행되며 독일 역의 모든 종의 도서 이 

참여한다. 2021년에는 도서 의 날을 한 트

터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도서 에

서 무슨일이”라는 의미의 ‘#TagderLibraries21’ 

 ‘#Twittermarathon’ 해시태그로 일상에서 재

미있고, 궁 한 것들을 트윗해 사람들에게 인기

를 끌었다. 

한 독일도서 회는 도서 의 날에 ‘올해

의 도서  상’을 수여하며 개인에게는 도서

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서에게 우스커 메

달을 수여한다. 이 상은 독일 사서에게 수여하

는 가장 가치 높은 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

년 도서 의 날에 칼 벤자민 우스커(Karl 

Benjamin Preusker)4)를 기리기 해 제정되

었다. 

도서 의 날 도입 이후 많은 독일의 도서

은 시민들을 한 좀 더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

를 진행하면서 도서 을 홍보하는 일에 극

으로 노력하고 있다. 

3.2.4 캐나다 

캐나다는 1958년 국립도서 주간을 3월 16

일부터 22일까지 “일어나서 읽어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이후 도서 주간 원회를 구성해 매

년 4월 미국 도서 주간과 동일하게 계획하여 

진행해왔다. 이후 도서 주간 원회가 해산되면

서 미국 도서 주간 원회가 이를 신하다가 

2005년 캐나다도서 회가 캐나다 도서 주간

(Canadian Library Week)을 도입했다. 2006

년부터는 도서 주간을 좀 더 긴 기간 동안 진

행하기 해 행사 기간을 주에서 월로 변경했

다. 재는 매년 10월 한달 간을 도서 의 달

(Library Month)로 정해 운 하고 있다. 매년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공모하며 캐나다 각주별로 

도서 의 달에 도서 주간(Library Week) 행사를 

진행한다. 한 10월 셋째 주 요일을 캐나다 도서

 직원의 날(Canadian Library Support Staff 

Day)로 정해 도서 의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일을 지정해 운 하고 있

다. 10월 넷째 주 월요일은 학교도서 의 날로 

 4) 벤자민 우스커(Karl Benjamin Preusker, 1786-1871)는 19세기 공공도서 의 요한 선구자이며, 1828년 10월 

24일 작센주 그로센하인(Grossenhain)에 독일 최 의 공공도서 을 설립했다(Wikiped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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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도서 주간은 건

강, 웰빙, 컴퓨터 기술, 육아 등 사회 상들과 

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

써 도서 이 캐나다 사회를 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3.2.5 호주 

호주 도서 주간(Australian Library Week)

은 호주도서 홍보 의회(Australian Library 

Promotion Council, ALPC)의 후원하에 1968

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ALPC가 1980년  후

반을 끝으로 해산된 후, ALIA(호주도서 정보

회)가 호주 도서 주간(Australian Library 

Week)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 

ALIA가 ‘도서 정보주간(LIW)’으로 이름을 

변경하 으며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도서

정보주간(Library and Information Week)을 

운 하고 있다. 도서 정보주간  월요일은 

취업의 날로 직업에 한 조언, 학업 경로에 

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운 한다. 화요일은 국 도서 기술인의 날

(National Library Technicians’ Day)로 트

터나 인스타그램에서 ‘#LibTechDay’를 팔로

우 해 사서가 되는 과정에 한 이야기를 나  

수 있다. 수요일은 국 동시 스토리타임을 운

하고, 목요일은 모 의 날로, 요일은 호주

도서 정보 회의 날로 운 한다. 

도서 주간에는 도서  정보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문지식과 기술, 정보 근을 

확보하는데 다 야 할 주요 문제 등을 극

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도서 의 다양한 자원과 시설, 서

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려 다. 국 도서 에서

는 작가 청 낭독회, 지역 인사 청 강연회, 

이야기 경연 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에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3.2.6 남아 리카공화국 

남아 리카공화국 도서 주간(South African 

Library Week, SALW)은 2002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3월 20일이 속하는 주를 도서 주간

으로 지정했다. 1818년 3월 20일은 최 의 공

립도서 인 남아 리카공립도서 ( 재는 남

아 리카 국립도서 [ 이 타운 캠퍼스]) 개

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 3월 21일은 ‘인권

의 날’을 기념하고 정보에 한 자유로운 근

을 해 활동하는 날이다. 

도서 주간 행사는 시민들에게 도서 을 알

리는 마 의 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문해력 증진, 기본  인권 실 에 있

어 도서 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도서 주간

에는 국의 도서 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한다. 

2022년 도서 주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 ReImagine! RePurpose! 

ReDiscover.... Libraries!”이다. COVID-19 

염병의 향으로 그동안 도서 이 많이 축되

었는데 도서 의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극활

용하며 도서 이 주는 혜택 등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3.2.7 인도

인도 도서 주간은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도서 주간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11월 14일을 국립도서 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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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월 12일을 국립사서의 날로 각각 제정했

다. 도서 주간은 인도도서 회 주최로 진행

되고 국도서 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 한다. 

도서 주간 로그램은 에세이 쓰기, 퀴즈

회, 작가와의 만남, 스토리텔링, 서평 쓰기, 워크

, 어린이 도서 박람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에세이 쓰기 경연 회 등은 시니어와 주니어 부

문으로 나 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2021년에는 

“당신의 도서 에 오신 것을 환 합니다”를 

주제로 국도서 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

었다. 

인도의 도서 주간 역시 도서 의 요성과 

사서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에게 도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도는 도서 학의 아버지라 불리

는 세계 인 학자 랑가나단이 출생한 국가로 

도서 주간에 랑가나단을 추모하는 간단한 의

식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3.2.8 기타 

오스트리아의 도서 주간은 “Meeting Point 

Library”라는 행사로 진행하며 2022년에는 17

번째 행사가 진행된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

지 도서 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최  문학 축

제로 수많은 작가들이 재 출간하고 있는 책

을 선보이며 그램책 화 , 책벼룩시장, 문학

카페, 운  등 독서  도서 과 련한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도서 회가 조직한 국

립도서 의 날 행사를 2012년부터 매년 9월에 

진행한다. 이탈리아의 국립도서 의 날은 지롤

라미니(Girolamini)도서 의 고문서 도 사건

에 한 분노를 계기로 2012년에 시작되었다. 

도서 주간은 사서의 자 심 고취와 도서  홍

보의 일환으로 매년 도시를 옮겨가며 진행한다. 

도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작가와의 만남, 책

과 독서를 으로 한 경연 회, 뮤지컬, 어린

이 활동, 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다. 이 행사는 공공도서 , 학교도서 뿐 아니

라 교도소도서 , 도서  련 기 까지 폭넓

게 진행한다. 

핀란드는 매년 3월 19일 도서 의 날을 기념

하는 축하행사를 진행한다. 도서 의 날은 도

서 과 이용자,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서 의 특

별한 서비스와 교육, 평등에 한 공감  형성

을 목 으로 개최된다. 

3.3 해외사례 종합분석  시사

에서 조사한 해외 도서 주간의 운 사례

를 명칭, 역사  시기, 운 주체  운 방식, 

주요 로그램, 특징  홍보 등의 항목으로 구

분하여 정리․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서 주간의 명칭

은 도서 주간과 도서 의 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 주간의 역사는 1954년 미국이 가장 먼

 진행했으며, 1958년에 시작한 캐나다가 두 번

째, 1968년에 시작한 인도가 세 번째로 긴 역사

를 가지고 있다. 도서 주간 시행 시기는 3월, 4

월, 7월, 10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  주체는 부분이 각 나라 회가 주도

해 진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주간 실행 원회

를 구성한 사례도 있고 유명인을 명 의장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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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국 독일 캐나다 호주 남아 리카 인도

명칭 도서 주간 도서 의 날 도서 의 날 도서 의 달 도서 정보주간 도서 주간 국립도서 주간

역사

시기

1954년 시작, 

4월 둘째주 

일요일-토요일

2011년 시작, 

2012년 명칭 변경 

1995년 시작, 

10월 24일 

1958년 국립도서 주

간 시작, 3월 16일-22

일, 4월 미국도서 주

간과 일치하여 계획, 

2005년 도서 주간 도

입, 매년 10월 한달 간 

1968년 시작, 

5월 마지막 주

2002년 시작, 

3월 20일이 속하는 주, 

3월 21일 인권의 날 기

념 

1968년 시작, 

11월 14-20일

2022년 

시기와 

주제 

4월 3일-9일,

주제: 도서 과 연결 

10월 3일-9일, 

주제: 미정 

게시 안 됨, 

주제: 미정

10월 한 달 간, 

주제: 미정

7월 25일-31일, 

주제: 미정 

3월 14일-20일, 

주제: ReImagine! 

RePurpose!

ReDiscover....

Libraries

게시 안 됨, 

주제: 미정

운 주체 

운

방식

미국도서 회․미

국출 회, 화요일: 

도서  노동자의날, 

수요일: 도서  아웃

리치 서비스의 날, 목

요일: 청소년 문학의 

날, 배우 등 유명인을 

명 의장으로 , 

홍보활동 진행 

국도서 정보 문

가 회, 독서연맹, 학

교도서 회, 도서

장 회로 구성, 요일별 

테마를 정하고 행사를 

진행, #Library5를 정

해 도서 주간 트 터 

캠페인을 진행, 주간 

기간 매일 주제를 선정, 

도서  트 터에 그들

이 일하거나 이용하는 

도서 에 한 뉴스와 

사진을 공유 

독일도서 회, 국

도서 에서 다양한 행

사 진행

캐나다도서 회, 

도서 주간실행 원

회 구성, 월요일: 학교

도서 의 날, 요일: 

도서  직원의 날, 퍼

스트 네이션스 공공도

서  주간(창의 인 

도서  로그램 운

), 온타리오 공공도

서  주간 운

호주도서 정보 회, 

월요일: 취업의날, 화

요일: 도서 기술인

의 날, 수요일: 국동

시 스토리 타임, 목요

일: 모 의 날, 요

일: ALIA 데이 

남아 리카도서

회(LIASA), 국도

서 에서 다양한 행

사 진행 

인도도서 회

(ILA), 국도서 에

서 다양한 행사 진행

주요

로

그램

월요일: State of 

America's Libraries 

Report 발표, 2021년 

서 10권 리스트 공

개, 수요일: 도서  아

웃리치 서비스와 헌신

인 도서  문가 

기념(이 에는 이동

도서 의 날이었음), 

목요일: 도서  행동

의 날 운  

릴 이 독서 행사, 책 

등장인물 코스  경

연 회, 런던 도서  

역사 투어, 지역 작가 

청 강연, 해리포터 

련 퀴즈, 고로 자

신만의 도서  만들

기, 셰익스피어 모노

드라마와 강연, 도서

 보물찾기 등 국

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 2021년에는 월: 

우수교수와의 커뮤니

티, 화: 당신의 삶을 바

꾼 책, 수: 도서 문

가 포럼, 목: 시의 날, 

: 커뮤니티 운

(책 목록 공유, 회원만

나기등) 

트 터 마라톤 행사, 

미디어 시, 그림책 

쇼, 그럼책 낭독, 그림

책과 하는 야간산책, 

인형극장, 문학-음악 

로그램, 도서벼룩

시장, 창의체험, 어린

이 실험, 온라인 세미

나 등 개최

고품질 어린이 로

그램(스토리타임, 방

과 후 클럽), 박물  

 술 패스(3개월 

간 도시 역의 일부 

박물   문화기

에 무료 입장), 읽기 

 숙제 도움 로그

램, 건강, 웰빙, 컴퓨

터 기술, 육아 등 사회

와 련한 다양한 내

용들을 포함한 행사

기획 

월요일: 취업의날, 화

요일: 도서 기술인

의 날, 수요일: 국 

동시 스토리 타임, 목

요일: 모 의 날, 

요일: 호주도서 정

보 회의 날(ALIA 

Day) 

도서 이 요한 이

유에 해 200단어 이

내로 단락이나 에세

이를 작성 후 제출 우

수작 시상

에세이 쓰기, 퀴즈

회, 작가와의 만남, 스

토리텔링, 서평쓰기 

등의 로그램 진행

특징

홍보 

유명인을 명 의장으

로 해 각종 홍보

활동 진행, 요일마

다 주제가 있는 행사 

진행, SNS 등을 활

용한 홍보, 각 기

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각종 템 릿 제공, 

#MyLibrary, SNS 

등에 올린 우수 게시물 

선정 시상 운 사례 

도서   행사정보

를 구 맵과 연동해 

제공, 도서 주간 

비를 한 유용한 템

릿 제공(마 , 언

론보도 등에 한 주

요  제공) Libraries 

Week 웹사이트 별

도 운 ,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종 템

릿 각 기 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brariesweek, 

#LibrariesWeek

올해의 도서 상, 

우스커메달(사서

상) 수여,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종 템

릿 각 기 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brary Day21, 

#TagderLibraries2

1, #Twittermarath 

on

많은 학교에서도 참

여, 어린이들의 독서

활동 격려를 한 독

서챌린지 회 개최, 

지역사회에서의 도

서 의 요성 홍보, 

2017-2018년 “방문

하면 생각하게 될 것”

이라는 주제로 도서

의 요성 알림, 온타

리오도서 회에서 

국도서 에서 사용

할 책갈피, 포스터, 그

래픽 제작  배포, 

#canadianlibrarym

onth#onecard#on

emillionpossibilities 

#CLM 

요일마다 주제가 있

는 행사 진행,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

종 템 릿 각 기 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W, 

#L I S c a r e e r s , 

#LibTechDay 

*도서 주간 기간 

은 아니지만 사서격

려 수상 로그램 등, 

수상 종류 다양

도서 주간 공식 행

사 있음. 회장 개회

사, 문화체육 부

장  기조연설 등 행

사 진행, IFLA 회장 

인사말, 시인, 도서

장등의 인사말 등은 

유튜  상으로 제

공, 포스터, 책갈피, 

SNS 홍보용 일, 데

스크탑 배경화면 사

용 일 등을 다양하

게 제공, 유튜 채

로 런칭 이벤트 행사 

등 도서 주간 홍보

(https://youtu.be/

o12Je5vLEsY) 

에세이 쓰기 회, (시

니어, 주니어 부문), 

포스터 만들기 회

(시니어, 주니어 부

문), 스토리텔링 회

(시니어, 주니어 부

문), 서평공모  등의 

경연 회 진행, 포스

터 제작과 배포 , 슬로

건 지정, 에세이쓰기, 

서평공모  등 각종 

경연 회 수상자 선정 

*8월 12일 국립사서

의 날, 11월 14일은 국

립도서 의 날 별도 

지정 

<표 2> 해외 도서 주간의 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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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은 요일별로 주제나 테마를 정해 운

하거나 각각의 국도서 에서 개별 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로그램 역시 요일별로  행사를 기획해

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에는 작가 청 

강연, 책 낭독, 도서  투어, 시, 각종 문화행

사, 세미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한다.

특징은 유명인을 명 의장으로 하거나, 

도서 주간 비를 한 유용한 템 릿 제공, 

별도의 웹사이트 운 , 올해의 도서 상이나 

사서상 등을 선정해 도서 과 사서들을 격려하

는 사례 등이다. 한 도서 주간 공식 개막행

사 개최와 런칭 이벤트 행사를 유튜 로 제공

하기도 한다. 

홍보는 포스터 제작  배포, 슬로건 지정, 

의미 있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 활

용 방식이 가장 많았다. 

이 듯 해외의 다양한 도서 주간 사례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부분의 

정보가 공개 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형식

으로 기획되고 실행된다. 캠페인을 유도하는 

다양한 해시태그 활용, 각종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지속 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

통한다. 

둘째, 도서 주간 기간 동안 요일마다 의미

를 부여해 도서 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도서

인의 날, 종별 도서 의 날, 도서  아웃리치 

서비스의 날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날을 기

념하는 주제행사를 기획한다. 

셋째, 도서 주간 행사를 비하는 다양한 

도서 들을 지원하기 한 각종 템 릿을 제공

하고 있다. 특히 국의 경우 기획, 마  활

동, 정치인  의사 결정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 언론보도 극 활용법 등 구체 이

고도 실용 인 정보를 도서 들에 다양하게 제

공하고 있다. 

넷째, 각종 시상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도서 과 사서를 격려하는 상을 제정해 

도서 주간에 수여하고 있어 사서들과 도서

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행사추진 활성화와 마  수단의 

일환으로 도서 주간 실행 원회 구성과 유명

한 배우 등을 해 도서 주간 홍보에 극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섯째, 도서 주간의 역사, 콘텐츠 등을 각 

나라 회 는 국립도서  홈페이지 등에 아

카이빙 하고 있다는 이다. 

4.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 

4.1 국내외 도서 주간 비교 

향후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 제시를 해 

앞에서 살펴본 도서 주간 국내외 운 사례를 

내용을 심으로 국내 도서 주간과 해외 도서

주간을 <표 3>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국내 도서 주간과 해

외 도서 주간은 부분 도서 주간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과 운  주체가 각 나

라 회라는  등의 공통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국도서 이 각각 도서 주간 

행사를 주 해 시민들을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비슷하다. 로그램 등도 강

연회, 시회, 작가 청 행사, 공모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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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도서 주간 해외 도서 주간 

명칭 도서 주간 도서 주간, 도서 의 날 등 

역사  시기 1964년 시작 1954(미국), 1958(캐나다), 인도(1968) 등

2022년 

시기와 주제
4월 12일-18일, 도서 , 책과 당신을 잇다

3월, 4월, 7월, 10월(각 첫째 주, 둘째 주, 마지막 주) 

등으로 다양. 기간은 일주일 는 한 달로 정함 

운 주체  

운 방식

한국도서 회 주최, 국도서 이 주 해 각

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

각 나라 회 주최, 부수 으로 도서 주간 실행 원회 

구성, 유명인을 명 의장으로  등,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 운  는 국도서 이 주 해 각자 다양한 행사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

로그램

국도서 에서 각자 이용자와의 만남, 시회, 

강연회, 북콘서트, 도서물물교환 장터 운 , 독서

사진 공모 등을 온․오 라인으로 다양하게 진

행, 2021년부터 도서 주간 기념행사 진행 

요일별 주제를 정해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 작가 

청 강연, 책 낭독, 도서  투어, 시, 각종 문화행사, 

세미나 등을 온․오 라인으로 다채롭게 진행

특징  홍보 

기존에는 행사주제  표어, 포스터를 선정․배

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 2023년부터 

｢도서 법｣에 따른 ‘도서 의 날’과 도서 주간 

시행을 앞두고 2021, 2022년에는 정부로부터 지

원을 받아 별도 홈페이지 제작, SNS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 

유명인을 명 의장으로 , 도서 주간 비를 한 

유용한 템 릿을 제공, 웹사이트 별도 운 , 올해의 도서

상, 사서상 등을 선정해 도서 과 사서들을 격려, 도서

주간 공식 개막행사, 런칭 이벤트 등을 개최해 유튜

로 제공, 홍보는 포스터 제작  배포, 슬로건 지정, 

SNS 등으로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캠페인 진행 

<표 3> 국내외 도서 주간 운 사례 비교 

등의 진행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홍보 부

분에 있어서도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

거나, 보도자료 배포, SNS 이벤트 진행 등도 

거의 유사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도서 주간은 운 방식이나 

로그램 운 에 있어 일주일 기간 동안 요일별 

테마나 주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이 해외 

도서 주간과 차이 으로 보인다. 특히 홍보 부

분은 국내와 해외의 도서 주간 사례가 유사한 

이 많이 보이지만 해외 도서 의 경우 유명인

사를 명 의장으로 해 각종 인터뷰나 행사 

홍보에 극 활용하고, 도서 주간 진행을 한 

유용한 템 릿을 각 도서 에 제공함으로써 통

일성 있으면서도 체계 인 국 홍보를 진행하

고 있다는 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SNS 홍보 

시에도 의미 있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활용한 캠

페인을 지속 으로 운 하고, 매년 진행되는 해

시태그 캠페인 내용 등을 아카이빙 하는 도 

주목할만하다. 한 도서 주간 개막행사나 런

칭 이벤트 등을 통해 도서 의 요성을 에

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극 인 마

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4.2 도서 주간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에서 국내외 도서 주간을 5가지 부분, 즉 

도서 주간의 명칭, 역사  시기, 운 주체  

운 방식, 주요 로그램, 특징  홍보로 나

어 비교․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는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부

분이고 명칭과 시기 등은 국내외 도서 이 큰 

차이가 없기에 국내외 도서 주간 실행에 있어 

조  차이가 있었던 운 주체  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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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구성, 홍보 부분 세 가지를 심으로 개

선방안을 언 하고자 한다. 

4.2.1 운 주체  운 방식의 효율화 방안 

도서 주간은 그동안 한국도서 회가 주

최하고 국도서 과 함께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도서 법｣ 부개정법률에 제

42조(도서 의 날)이 신설되면서 도서 의 날

로부터 1주간을 도서 주간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서 의 날 취

지에 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로 인해 도서 에 한 국민의 이해와 

심을 높이고 도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지 까지 도서 주간을 운 하기 한 산 

등이 부족해 국도서 들의 극  참여를 독

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체로 도서

주간 기간 동안 국 각  도서 이 자체

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

해 홍보하고 진행하고, 추후 행사 결과를 한국

도서 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 인 형식이

었다. 한 기존 행사가 공공도서  주로 진

행되어 학․학교․ 문도서  등 다양한 

종별 도서 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 주도로 도서 주간을 진행할 때 고려할  

등에 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외 여러 국가의 도서 주간 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될 도서

의 날과 도서 주간의 일주일간 각기 다른 이

슈를 반 한 주제를 정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시민, 도서  계자, 정부 계자, 다양한 종 

도서 과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소극  운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극 으로 도서 주간  도서

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네

트워크를 활용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의 도서 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어떤 내

용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공유

할 수 있는 채 을 마련해 좀 더 다양한 종에

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의 도서 이 종에 상 없이 동

시에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요일마다 테

마나 주제를 정해 함께 진행한다면 국민 홍보

에도 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운 주체  운 방식 개선에서는 도서 주

간 추진을 한 실행 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도서 법｣ 

개정을 앞두고 도서 주간 홍보 부분을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지원하면서 도

서 주간 조직(운 ) 원회를 처음으로 구성

한 것은 고무 이다. 다만 조직 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해서 연  상시 으로 운 할 필

요가 있으며 원 구성도 유명인, 정치인, 언론

인, 문화계 인사 등을 다양하게 포함해 여러 

에서 도서 주간 행사 내용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도서 주간 행

사추진과 련한 다양한 정보제공  템 릿 

등을 제작해서 국도서 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도서 들의 도서 주간 

행사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2 행사 로그램 구성방식의 변화 

그동안 도서 주간 행사 로그램은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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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들의 자발 인 참여에 의존해 왔다. 일주

일간 국 각 도서 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자체 으로 진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행사는 부분 일회성 

이벤트 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

주간 활성화 분 기 조성을 한 캠페인성 

국 공동 로그램, 기획 로그램 등은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면 

로그램들이 많이 어들면서 비 면 로그

램들 주로 운 하다 보니 다양한 특색있는 

로그램의 운 보다는 강연, 시, 이벤트 등

의 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의 행사 로그램 구성의 한계

을 개선하기 해서는 도서 주간을 주최하는 

한국도서 회와 이를 후원하는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등이 

함께 도서 주간 행사 로그램 기획에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서 주간만의 특별 공통 로그램 등을 기획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서 주간을 주 해 

온 각  도서 들에게 로그램 련 필요사항, 

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그동안 진행해왔던 각  도서

의 행사 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반응이 좋았

던 로그램과 그 지 못한 로그램 등을 분

석해 보완 과 향후 개선 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연  도서 을 알리고 차 년도 도서 주간을 

미리 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성 있는 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처음 시작할 도서 의 날은 도

서 주간 비와 함께 특별한 의미를 담은 로

그램을 기획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도서 주간은 도서 주간 기간  하루를 도서

인의 날로 정해 도서 인들을 격려하는 날이 

있기도 한데, 2023년 시작되는 도서 주간 첫날

인 도서 의 날에 도서 과 사서들을 포함한 도

서 인을 격려하는 여러 의미있는 상 수상 로

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 우수도

서 상, 한국도서 상5) 등 도서 과 사서들을 

격려하는 포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르

게 좀 더 폭넓은 기 으로 분야별 다양한 상을 

제정해 도서 과 도서 인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함께 자축하는 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 의 요성을 홍

보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용자 참여 로그램 

구성, 각종 경연 회 로그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아 리카공화국에서는 도서 주간 

공식 개․폐회 행사 로그램을 운 하고 문화

체육 부장 이 기조연설을 하며 IFLA 회

장, 지역 인사, 도서 장 등이 유튜  인사말을 

통해 도서 의 역할과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

주간 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고 있

어 국내 도서 주간 행사기획 시에도 반 해볼 

만한 사례이다. 

4.2.3 홍보 다각화  평가 방안 

지 까지 도서 주간 홍보는 주최기 인 한

 5) 2022년에는 제54회 한국도서 상을 그동안의 2월 정기총회 때 시상하던 것에서 4월 12일 도서 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상한다. 이는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2023년부터는 한국도서 상을 정부 포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  발 할 것인지 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17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2

국도서 회와 주 기 인 각  도서  모두 

산 부족으로 한국도서 회에서 제작해 

국도서 에 배포하는 포스터와 표어 게시 심

으로 진행되었고 그 외에 보도자료 배포 등이 

부분이었다. 한 각  도서 들이 개별 으

로 행사 홍보를 하다 보니 하나로 연결된 체

인 홍보 창구가 제 로 없었고, 홍보방식도 

홈페이지 게시, SNS 게시 정도 기에 국민 

홍보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지 까지 

도서 주간의 요성, 의미 등은 제 로 알려

지거나 홍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재 

국의 도서  로그램을 한 에 볼 수 있으면

서도 에 띄는 로그램들을 분야별로 추천해

주는 사이트 제공, 도서  간 다양한 소통창구, 

이용자들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도서

주간에 한 아카이빙 등은 제 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 도서 주간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한국도서 회에 그 결과를 

각  도서 들이 제출하는데 도서 들의 참여

가 소극 이고 결과 활용에 한 방안 공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도서 주간 행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국민 참여 행사로 이끌기 해서는 홍보 부

족에 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행사기획만큼 

요한 것이 행사에 한 홍보이다. 이에 2023

년부터 ｢도서 법｣을 근거로 한 정부 주도 도

서 주간과 도서 의 날 국민 홍보를 해서

는 마  에서 좀 더 극 인 홍보방식

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의 도

서 주간의 여러 가지 국  콘텐츠를 아카이

빙 하고, 그  요하거나 모두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콘텐츠들을 따로 구성해 홍보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도서 주간 로그램 내용 등에 한 분석도 

필요하고 분석결과를 홍보자료에 활용해 시민

들에게 추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

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

주간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서 주간의 첫날

인 4월 12일만 ‘도서 의 날’로 정하고 있으므

로 나머지 6일에 한 테마와 주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야 한다. 추후 도서 주간 기

간  날짜별, 주제별로 설정된 해시태그를 이

용해 국도서 들이 SNS에 도서 주간 행사

를 극 으로 홍보하고 진행내용 등을 실시간

으로 공유하며 이용자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2021년부터 한국도

서 회가 운 하고 있는 도서 주간 홈페이

지(http://www.kla.kr/jsp/libraryweek)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 홍보 다각화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

으로 도서 주간에 한 평가 방안 모색도 필

요하다. 그동안 도서 주간에 한 구체 이고 

실질 인 평가는 내․외부 으로 많지 않았다. 

도서 주간에 한 운 주체 기   실행 원

회 등의 자체평가, 행사를 주 한 도서   도

서  직원 평가, 행사참여자들의 평가 등을 포

함해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평가체계 구성과 

방법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인터뷰, 오  카카

오톡 등을 활용한 상시 의견 달 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평가결과를 차 년도 실행계획

에 반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도

서 주간 활성화를 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 나라 도서 주간의 역사나 유래를 살펴보

면 부분은 도서 의 요성을 알리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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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들을 격려하기 해서 도서 주간을 제정

하고 이를 마 에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다면 도서 주간을 마  에서 잘 활

용하면 도서 과 사서에 한 사회  인식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그 요성에 한 

 국민의 공감 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주간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도서 주간 활성화 방안을 운 주

체  운 방식, 행사 로그램 구성, 홍보 3가

지 역을 심으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도서 주간 활성화를 해서는 여러 가지 환

경 , 사회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

엇보다 도서 주간 운 주체  운 방식의 개

선, 일회성 로그램을 지양한 창의 이고도 

흥미 있는 지속  행사 로그램 기획과 운 , 

마  에서의 략 개발, 다양한 채 을 

활용한 홍보, 도서 주간의 다양한 콘텐츠 아

카이빙을 비롯해 도서 주간 날짜별 테마나 주

제 설정 등을 통해 국도서 이 함께 도서

주간을 홍보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

이 으로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 주간 사례를 통

해 황을 분석하고 시사  등을 바탕으로 도

서 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2021년 12월 7일 공포된 ｢도서 법｣ 부개

정법률에 포함된 도서 의 날이 신설되면서 매

년 4월 12일을 도서 의 날로 정하고 도서 의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 주간으로 하게 되었

다. 그동안 도서 주간은 국도서 이 각자 

도서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될 도서 의 

날과 도서 주간 행사기획을 해 도서 주간

의 의의와 역사에 한 정리,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시사  발굴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도

서 주간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도서 의 날

과 도서 주간 행사기획에 많은 시사 을  

것으로 단했다.

국내외 도서 주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도서 은 도서 주간 운 을 한 홍보

산 등의 부족으로 국도서 의 극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개별도서 의 자발

인 참여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민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 도서 은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시  홍보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도서 주간 행사를 

테마별로, 종별로 다양하게 운 하고 도서

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템 릿 등을 도서

에 제공함으로써 행사를 주 하는 도서 들

이 템 릿을 활용해 도서 주간 행사를 쉽고 

알차게 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 각종 시상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해 시

민들의 심을 유도한다. 그 에서 무엇보다 

도서 주간이 도서 의 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서들과 도서 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

기 해 제정된 것이라는 도서 주간의 취지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  

에서 도서 주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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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서 의 날 

 도서 주간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국내외 

도서 주간 사례를 통해 분석한 문제   개

선방안, 해외사례 시사 에 한 반  등이 필

요하다. 2023년 ｢도서 법｣에 의해 처음 시행

하는 도서 의 날  도서 주간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다양한 온․오 라인 랫폼 

구축, 명  홍보 사 활용, 이색 인 기념행사, 

국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사 운 방법 모색과 체

계 인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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